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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: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 결과
1. 회의 개요

□ 이억원 제1차관은 10.7일(목) 08:00, 기획재정부 내 거시경제
금융 관련부서 및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
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
*

*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, 국제금융과, 외화자금과, 국채과

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내외
금융시장 동향과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
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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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주요 논의내용

□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
시장도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 원 달러 및 금리가 상승하는 등
영향을 받는 모습
,

,

(

/

)

< 최근 2주 국내외 금융시장변동(9.22일 대비 10.6일) >
주가(%)
美(다우) 美(나스닥) 유럽
+0.5

中

환율
홍콩

日

韓

금리

원/달러(원) 달러인덱스 美국채(10년) 韓국채(10년)

△2.7 △3.3 △1.7 △2.2 △7.1 △7.0

+16.8원

+0.82%

+21.3bp

+30.0bp

주」 중국은 국경절 휴장으로 9.22일 대비 9.30일, 홍콩·한국은 추석 휴장으로 9.23일 대비 10.6일

ㅇ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美연준의 테이퍼링 등
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전환 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
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 이 지속되는 가운데
1」

2」

,

1」 (美연준) 11월 美 FOMC(11.4일)에서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
(英BoE) 9월 회의에서 QE 축소의견 증가,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
2」 中 전력난 등 공급병목 심화 우려, 국제유가 상승세(10.5일 WTI, ‘14.10월 이후
최고치 경신) 美 물가상승률 4개월 연속 5%대(전년동월비) 등

ㅇ 中 헝다그룹 사태 및 美 부채한도 협상 관련 불확실성 등
주요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글로벌 투자심리에 악화에
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평가
1」

2」

1」 10.4일 헝다 그룹의 홍콩증시 거래 잠정 중단 → 10.11일 달러채권 이자지급일
2」 “부채한도 未상향시 10.18일 연방정부 자금 고갈”(9.28일 옐런 재무장관)

※ 다만 간밤 일 美 증시의 경우 美 부채한도 관련 불확실성
완화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, 국채금리도 하락
,

(10.6

)

1」

2」

1」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, 부채한도 적용을 금년 12월까지 단기적으로 유예하는 방안 제안
2」 주가(전일비): 다우+0.3%, 나스닥+0.47%, S&P+0.41%, 美국채(10y, 전일비): △1bp

□ 이억원 차관은 향후 이러한 대외리스크 요인들이 전개
되는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
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,
ㅇ 우리 시장의 기초여건을 고려할 때 다른 국가에 비해
다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,
ㅇ 해외에서 바라보는 우리경제에 대한 평가 등을 보다
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고려하면서 차분하게 시장상황을
지켜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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❶

금일 새벽 외평채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 역대 최저수준의
가산금리 를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발행
(‘

’)

*

* 외평채 발행 가산금리 : (달러화) +25bp <유로화> +13bp
↳ ※ ‘20.9월 발행시 : (달러화) +50bp <유로화> +35bp

이는 글로벌 불안요인에 불구하고 우리경제 펀더멘털에
대한 해외투자자들의 견고한 신뢰를 방증하는 성과
❷ 원화채권의 경우에도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향상
됨에 따라 금년 중 중장기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
강화되면서 9월말 기준 잔액이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
-

,

* 외국인 채권자금(조원): (‘20년)+26.5 → (’21.1~9월)+53.5 <잔액 203.6>

견조한 수출 증가세와 4% 이상의 성장률 전망 등 기업
실적의 기반이 되는 실물경제 여건도 전반적으로 양호
- 특히 수출은 금년 9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9월
수출액 억불 1~9월 누적 수출액 억불 및 분기
수출액 억불 모두 역대 최대치를 달성
- 델타변이 확산에도 불구 백신보급 등을 바탕으로 OECD,
IMF, 3대 신용평가사 등 주요 글로벌 전망기관 모두가
우리경제의 금년 성장률을 4% 이상으로 전망

❸

(558.3

(1,645.2

),

(4,676.9

3

)

)

,

* ‘21년 한국경제 성장전망: (OECD) 4.0%, (IMF)4.3%, (무디스·피치·S&P)4.0%

-

이러한 점 등에 힘입어 금년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
매출액 및 순이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 형성
*

* 코스피 상장사 240여개곳 실적전망(10.6일 FNguide):
매출액: 546.94조원(전년동기비 +15%) 영업이익: 61.59조원(전년동기비 +47%)

❹
-

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과 외환보유액과 함께 CDS
프리미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
우리의 대외신인도와 대외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 등도
흔들림 없이 유지·관리되고 있음
* 신용등급 : [무디스] Aa2 (’15.12.18~), [S&P] AA (’16.8.8~), [피치] AA-(’12.9.6~)
외환보유액 : ‘21.9월 4,640억불(사상최대), / 순대외채권 : ‘21.6월 4,569억불
CDS프리미엄 : (‘21.7말)18 (8말)18 (9.10일)17 (9말)19 (10.4일)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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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다만 향후 주요 대외리스크들의 전개를 가늠할 주요 이벤트
들이 지속 예정되어있는 상황 인 만큼
,

*

,

* 美 9월 고용지표(10.8일), 美 9월 물가(10.13일), 헝다그룹 달러채권 이자지급일
(10.11일), 美 재무장관 연방정부 자금 고갈 경고시한(10.18일) 11월 美FOMC(11.4일)

ㅇ 기획재정부는 금융・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
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할
수 있도록 가용조치들을 철저히 점검·준비해 할 계획
특히 국채시장과 관련해서는 최근 가파른 금리 오름세 등을
감안하여 수급여건에 따라 연물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
조정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로 함
,

-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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